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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otential source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landscaping projects, 
calculate the emissions from the landscaping process based on experimental analysis, and suggest improvements in 
landscape construction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is study, 
the major source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identified by reviewing landscape design standards and standard 
specifications for the entire landscape construction process. The stages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landscaping 
construction process were then classified. The carbon emissions generated by a children’s park in Seoul were then 
estimated as a case study based on the guidelines issu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greenhouse gases generated in the landscaping construction process were described by item following the standard 
specifications for landscape design, which are organized by the type of site, the type of landscaping facility, and the 
selection of plantings and materials. It was calculated that a total of 58.368 t of CO2 was emitt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children’s park, with 0.218 t originating from energy sources and 54.900 t from material input. 3.250 t from 
the high equipment. In terms of individual greenhouse gas emission sources, the energy sources with the highest emission 
rate compared to unit consumption were plywood and ready-mixed concrete. When the unit facilities were analyzed,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found to be highest for the floor pavement due to the high equipment use, followed 
by facility installation and vegetation pl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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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andscape,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이 연구는 202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R1A6A3A01086481).
Corresponding author: Park, Cha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Seoul, South Korea, 
Phone: +82-2-6490-2849, E-mail: chaneparkmomo7@uos.ac.kr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8 no. 1

28�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8권 제1호(2022년 3월)� �

Ⅰ. 서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0.

6. 1.)되어 산업현장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실질적인 문제로 다

가왔다. 2021년 7월 기준 국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

상 업체는 350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성과에 따

라대상업종과업체수가확대될것은명약관화한사실이다.1)

각국의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는 IPCC의 가이드라

인(2006년 작성, 2019 개선)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산정에있어투명성체계를위한방식․절차․지침(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 MPGs, 일명 카토비치 이행규칙)2)

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2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노력을 상세히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를 대비해 국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대응 기술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해졌다(윤

인숙 등, 2019; 손인성, 2020).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

행되고있다. 각정부는 2050년장기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

수립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 운영을, 기업은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과학계에서는탄소배출량데이터를수집․모니터링하

는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시스템 연구가

활발하다. 우리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선언하였고, 장기저탄

소 발전전략(LEDS)의 5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3) 이중 산

림, 갯벌, 습지의탄소흡수기능은중요한전략요소이다. 자연

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유력한 환경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토지가 온실가

스배출과흡수의지구적사이클을형성하며, 수목이인간의활

동과 생태계 사이의 온실가스 교환에 많은 역할을 한다(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토지와 수

목을주된매체로다루는영역인조경과정원분야의기후변화

와 온실가스 연구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관련 연구

로써 수목의 탄소흡수 능력을 산정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있다(홍지형, 2012; 유수진등, 2019; 조현길등, 2019; 최종

화 등, 2019). 조경 및 정원 분야에서 이루어진 탄소중립 선행

연구의 요지는 녹지와 식생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에 주력한

다면 공원 및 정원의 면적과 식생 수령에 따라 탄소흡수량을

지속적으로증가시킬수있다는점이다. 이를 위한 생태면적률

도입, 바이오매스의 관리, 도시농업 활성화, 커뮤니티 정원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김원주와 김운수, 2010).

한편, 조경 및 정원 분야는 토지이용의 변화를 주도하는 분

야임에도 토양탄소 흡수량과 토지이용에 따른 배출에 관한 연

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계산방법에 따라 탄소 저장량이 상

이하다(황상일 등, 2014). 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조경식재와

국문초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산업현장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조경 및 정원이 건설공사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온실가스 연구
주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조경 및 정원 사업 중 발생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조경 및 정원 공사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 가능한 부문을 검토하고, 실제 시공과정에서의 배출량
시범 산정 결과를 통해 공종별 시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경 공사의 전체 과정의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기술적부분과주요원인을분석하였다. 검토된부문중주요한온실가스발생요인을중심으로조경시공과정의온실가스
배출량 단계를구분하였다. 이후 서울의 한어린이공원조성 사업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가이드라
인을 준용하여 시공단계의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점은, 조경설계기준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탄소저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에도 저탄소, 저에너지의 설계적용방식에 관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기능 수종을 상세히 제시한 것과 같이 수종별 탄소흡수능력 관한 제시도 필요하다. 어린이
공원 시공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총 58.368tCO2으로 산출되었다. 자재투입으로 발생되는 양이

54.900tCO2, 중기사용으로 발생하는 양이 3.250tCO2,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양이 0.218tCO2이다. 온실가스 배출계수별
로 살펴보았을 때, 단위사용량 대비 배출계수가 매우 높은 재료는 합판, 레미콘이다. 일위대가 단위 시설로 분석할 경우, 
장비사용율이 높은 바닥포장, 시설물 설치, 식재공사 순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탄소중립, 자연기반 해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조경 설계 기준, 표준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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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공사는 연간 3조 5천억 원 이상의 규모를 차지한다(이

은형, 2021). 유사 건설 분야에서 건설 공사의 온실가스 배출

연구와 재료 및 시설물의 온실가스 저감 연구, 모니터링 연구

가 다수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이재영 등, 2011; 주진철

등, 2012; 김태영등, 2014). 조경이 건설공사의 한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원의 시장 확장세를 감안할 때, 온실가

스 배출량 산정 등 온실가스 연구 주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의목적을가지고진행되었다. 첫째, 조

경 공사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 가능한 부문의 검토,

둘째, 실제 시공과정에서의배출량시범산정, 셋째, 공종별설

계․시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를 제시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공사 과정의 온실가스 발생 고려 사항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는 IPCC 가이드라인에 의해 계산되

며, 2019년 개선보고서는 1) 일반지침, 2) 에너지, 3) 산업공정,

4) 농업․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 5) 폐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IPCC, 2019). 이 중 건설분야는 산업공정 부문에 해당한다.

건설산업전생애주기(life cycle)는 1) 계획및설계, 2) 시

공, 3) 운용, 4) 해체 및 재활용으로 구성된다(변현미, 2015).

건설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산정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온

실가스발생부문을크게몇가지로나눈다. 1) 자재생산의단

계, 2) 자재 운반의단계, 3) 시공의단계, 4) 폐기물처리의단

계이다. 선행연구에서는연구대상지특성에따라에너지가많

이 투입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주진철 등

(2012)은 남극 세종기지 건설의 과정에 발생한 온실가스를 산

정함에 있어 자재 생산 단계, 시공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시공

의단계를장비, 자재, 인력, 수송단계와건설캠프운영단계로

세분하였다. 남극의 환경특성을 반영해 수송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전병일등(2012)은 고속도로건설과정에발생한온

실가스산정을위해자재투입단계, 장비사용단계, 폐기물처

리 단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정영선 등(2021)은 건설장비

투입량과 현장 내 사용 에너지양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

하였으며, 국가에너지 통계안에서건설업이소비하는에너지

원별 소비량을 통해 산출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생요인은 중장비의 투입에

따른 에너지원 소비량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연구에는조경공사의전체과정의프로세스를아우르는조

경설계기준,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검토하여온실가스배출과

관련된 기술적 부분과 주요 원인을 분석하였다. 검토된 부문

중주요한온실가스발생요인을중심으로조경시공과정의온

실가스 배출량 단계를 구분하였다(표 1 참조).

2. 시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앞 단계에서 도출된 주요 발생 요인의 실제 발생량을 산정

해 보았다. 재료와 장비의 투입이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 요인

이므로 시범대상지는 시설면적 비율 기준이 높은 어린이 공원

으로 하였으며, 적산을 통한 상세 내역이 포함된 설계도서가

작성된 서울시 Y 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을

대상으로하였다. 탄소배출량 산정은국토부기준시설물별탄

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다(그림 1, 표 2 참조)

Y어린이공원의설계도서(내역서, 품셈, 집계표, 중기사용내

역, 중기기초자료, 자재투입량)를 세분하여 투입자재, 중기사

용, 연료원투입에따른탄소발생원을구분하였다. 투입자재는

국가 LCI DB의자재별로분류하였으며, 단위환산이필요한경

우 및 물질별 단위중량이 필요한 경우 환산과정을거쳤다. 그

표 1. 분석 자료

구분 자료

건설�산업�전�생애주기 조경설계기준,�표준시방서

온실가스�배출량�산정

실시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

건설공사�표준품셈,

에너지,�중기,�자재�수량�총괄표,

온실가스�배출계수

그림 1. Y 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계획도(위: 조성 전,
아래: 조성 후)(자료: 애림조경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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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자재의 탄소배출계수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

이드라인(국토부, 2012)｣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나 혼합물, 극

소량의 자재는 계산에서 배제하였다(그림 2 참조).

계산식 중 장비는 식 1과 식 2, 자재는 식 3, 연료원은 식 2

로 계산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가

이드라인에 안내된 국가 LCI DB의 온실가스배출계수를 적용

하였다(표 3 참조).

식 1. 작업별 장비 사용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작업별 에너지 소비량 =

작업량(unit) × 단위작업량당 장비 사용시간(hr/unit) ×

연비(L/hr)

식 2. 장비 및 연료원별 탄소배출량 산정

CO2 배출량(tCO2) =

에너지 사용량(unit) × 순발열량(kcal/unit) ×

온실가스 배출계수(tC/kcal) × 산화율 × 44/12(tCO2/tC)

식 3. 자재투입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공종별 투입자재량 =

작업량(unit) ×일위대가상자재투입물량(ton, m3, m등/unit)

자재투입에 따른 CO2 배출량(tCO2) =

투입자재량(unit) × 자재의 온실가스배출계수(tCO2/unit)

Ⅲ. 결과 및 고찰

1. 조경공사 과정 중 온실가스 발생 고려 사항

국가 건설 기준센터는 공사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제

시하고 있다. 조경 및 정원 설계에서 참고해야 할사항을 조경

설계기준에, 시공 시 고려하고 준수해야 할 일련의 사항을 표

준시방서에 항목별로 설명하고 있다. 조경설계기준 전문을 검

토한결과, 13개 항목에온실가스 배출 저감 관련내용이 언급

된다. 해석과 설계 원칙에 “배치․재료․공법 등 제반 설계요

소를적용할때, 설계지역의 ‘기후변화와에너지절약’을근거로

하며, 모든 기술과 공법 및 재료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기

표 2. 배출량 평가 범위 및 단계별 평가 대상 (국토부, 2012)

구분 평가�범위 평가�대상 세부�내역

해체�및�

재활용

기존�구조물�철거,�

해체�및�재활용,�폐기물�수송

해체�장비 크레인,�브레이커�등

운송장비 덤프트럭

유틸리티 전력,�경유�등

시공
토목,�조경,�건축공사�등을�포함한�

건설공사�전체

투입�자재 시멘트,�레미콘�등�사용되는�모든�자재

건설장비 불도저,�덤프트럭�등�사용되는�모든�장비

유틸리티 전력,�가스,�용수�등�현장사무실�및�관리동�운영시�사용되는�유틸리티

운용

시설�운용에�따른�유틸리티,

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자재,

유지�관리시�사용�유틸리티

유틸리티 전력,�가스�용수�등

유지보수 시공단계와�동일

그림 2. 내역 세분화 과정



서자유․박찬 : 조경 공종에서의 온실가스 고려 사항 및 어린이공원 시공 단계의 배출량 산정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8권 제1호(2022년 3월)� � 31

후변화에적응하고저감하라”는내용이제시되어있다. 조경설

계기준에는 대상지 유형과 조경 시설 유형, 그리고 식재와 재

료 선정 부분에 이와 관련된 준수 사항이 담겨있다. 생태도시

(생태마을) 조성 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녹색도

시를조성할수있도록계획․설계요소를적용하며, 입체녹화,

물순환시스템, 도시농업등저탄소환경부하저감형설계기법

을적용하도록하고있으며, 지속가능한녹색캠퍼스설계시온

실가스 저감, 그린빌딩, 에너지 절약, 폐기물관리, 녹지조성, 기

타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과 공법을 권장한다. 또한,

폐도 복원에 있어 생물 다양성 보존, 이산화탄소 저감과 같은

기후변화에대비한계획을제시하고, 환경적측면에서폐도활

용방안을담도록권장한다. 특히이산화탄소흡수량이높은참

나무류 등 수종 선정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조경시설

중수경시설(급관수시설), 환경조형시설, 경관조명시설, 관리사

무소에 친환경 재료,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 사용과 에너지 효

율적인신재생에너지를사용하고, 지붕녹화를하도록하고있

다. 식재와 환경조형물부분은보다구체적인기준이제시되어

있는데환경조형물의공법, 재료, 성능평가에있어저탄소를고

려하며 친환경재료와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는 방안

을마련하도록권장한다. 가장구체적인설명으로수목식재와

식생벽(벽면녹화)에는 ‘탄소저장’을늘릴수있는방식을소개

하고 있는데, ‘수종별 탄소흡수량이 큰 수종 위주로 식재하며,

지속적인 탄소흡수능력을 고려해 피복식재 및 혼합 다층 식재

를해야한다’고기술되어있다. 그러나권장재료, 에너지효율

적 시설물 디자인 및 권장 수종은 별로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는 자재와 공법에 관한 부분이 명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환경부하

가 적은 환경표지, GR 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

하도록 하고 있다.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

도록 하며, 남는 자재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공

방식으로는녹색기술인증, 친환경신기술등공인된친환경공

법,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

화하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

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것,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및 중

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오염시키지않도록적절히계획하며, 발생한폐기물

및 이용할수 없게된 재료의재자원화 고려해야 한다.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공법은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저탄소, 저에너지의 설계적용방식에 관한 설명이 부족한 편이

다. 환경조사와 특수시설 설계에 관련한 부분은 매우 자세히

기술되어있다. 토양조사의 방법이매우상세히기술되어있으

며, 소생물권 복원 부분이나 야생초화류의 수종 제시 등 생태

복원에 관한 설명이 상세하다(표 4 참조). 그러나 저탄소․저

에너지 요구 성능 및 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흡수 및 저배출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재료의 성능평가 항목이 자세한

편인데, 이중 구조물의 상태 등급 평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

구성 평가, 내하력 평가와 별도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탄소

평가안내가제시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기능수종으로서수

종별 탄소흡수능력에 관한 제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국가 LCI DB 이용 온실가스 배출계수 예시

원료물질 단위
순발열량

(kcal/unit)

온실가스별�배출계수(tGHG/hr) 온실가스�배출계수

(kgCO2/unit)CO2 CH4 N2O Total

경유 L� 8,420� 2.59.E-03 2.62.E-06 6.24.E-06 2.59.E-03 2.59

휘발유 L� 7,230� 2.08.E-03 2.25.E-06 5.36.E-06 2.08.E-03 2.08

LPG kg 10,900� 2.85.E-03 1.13.E-06 1.35.E-06 2.85.E-03 2.85

(중략)

ㄱ형강 kg - 3.95.E-04 1.04.E-05 3.33.E-07 4.06.E-04 0.41�

ㄷ형강 kg - 3.95.E-04 1.04.E-05 3.33.E-07 4.06.E-04 0.41�

고장력�이형철근 kg - 3.96.E-04 1.15.E-05 3.91.E-07 4.08.E-04 0.41�

일반�이형철근 kg - 3.86.E-04 1.13.E-05 3.81.E-07 3.97.E-04 0.40�

모래 m3 - 3.58.E-03 6.79.E-05 2.25.E-04 3.87.E-03 3.87�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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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경설계기준은 1999년 제정한 이래 2002년, 2007년,

2013년, 2016년 개정하였고, 부분적으로 2018년과 2019년에 수

정된 바 있다. 2013년 개정 당시 친환경, 에너지 저감, 기후변

화, 탄소 관련 내용이 대폭 추가되었다. 2007년 개정본에는 기

후변화는미기후내용에, 탄소관련 기준은철재료의탄소함량

설명에만 나타나는데, 2013년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의 대

두와탄소저감의중요성등이매우강조되었다. 더불어친환경

설계와 에너지 효율 및 저감에 관한 내용도 증가하였다. 그러

나 중요성 강조와 더불어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제도적 기준,

재료의 성능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차후 개정 시 보다 더 구

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어린이공원 시공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1) 공사의 특성
대상지는 서울시 마포구 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면적 약

1,400m2의 어린이공원이다.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완하고,

정비 및 교체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준수한 창의

적인놀이터조성을목적으로한다. 조경설계기준의권장사항

과 같이 기존 재료의 재활용을 고려한 리모델링 공사이다. 탄

소를 고정하고 있는 토양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아 부지 내 토

양탄소 저장량을 유지하였다.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기존 시설

을 존치 및 이설 54종, 신설하는 시설물 16종, 포장공 12종, 식

재 5종, 우배수공 6종이며, 폐기물은 폐콘크리트를 비롯해 4종

이발생하였다. 재활용은교목 2주, 관목 60주로식물의재활용

비율이 높으며, 시설물은 CCTV, 운동기구 등이다. 이곳에는

바닥분수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닥분수의 공사비 비율이

시설물 공사비 중 47%를 차지한다.

2) 자재 투입 및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을 위해 건설공사 전생애주기를 고려

하였을 때 시공과정 중에 발생가능한 부분은 직접적인 에너지

원 사용과 중기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원의 사용량, 그리고 재

료 사용으로 인한 투입 물량으로 구분하였다.

에너지원은 전기, LPG, 경유, 휘발유가 사용되었다. 투입된

재료는스테인리스, 시멘트등 26종이 온실가스배출량으로계

산되었다. 재료는하나의시설물당투입되는재료의종류가다

양하고, 한 재료 안에 성분이 다양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탄소배출계수가 제시되어 있는 대표 성분을 중심으로 투입 물

량을 계산하였다. 이 중 수목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목재는

저장 기능을 가지나 배출량 계산에서 감산하지 않았다.

3) 온실가스 배출량
Y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58.368tCO2로 산출되었다(표 5, 6 참조). 자재투입으로 발생되

는양이 54.900tCO2, 중기사용으로발생하는양이 3.250tCO2, 에

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양이 0.218tCO2이다. 온실가스 배출계수

별로 살펴보았을 때, 단위사용량 대비 배출계수가 매우 높은

에너지원은 합판, 레미콘이다. Y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서도

레미콘과 합판이 투입된 절대량은 많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

량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시설물을기준으로분석할경우, 바닥분수공사만별도로계

산한경우 7.057tCO2로시설물공사에서차지하는금액부분은

매우높았으나, 온실가스배출량이차지하는비율은높은편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분수설비기기비용이높은까닭으로보인

다. 일위대가 단위 시설로 분석할 경우, 장비사용율이 높은 바

닥포장, 시설물 설치, 식재공사 순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높게

나타났다. 식재이식공사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량은교목 1

주당 약 0.68tCO2이며, 이는 이식과 식재에 투입되는 굴삭기와

크레인에사용되는경유에의해발생한것이다. 이식과정을 제

외하고 식재과정만 계산할 경우 50% 정도로 환산할 수 있다.

인력을 사용하는 관목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미미하다.

4) 결과 검토
국토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분

석된 자료의 제외기준(cut-off level)은 재료비 및 장비사용량

총량 기준 90% 이상이 분석되도록 하여야 하며, 금액기반 최

소 80% 이상은 달성되어야 탄소배출량을 산정했다고 공표할

표 4. 식재 설계기준에 제시된 부분별 권장 수종 비교

구분 수종�수량 구분 수종�수량

탄소�흡수�식물
없음

(참나무류로�표기)
생태�수생�식물 17종

실내식물 32종 습지식물 13종

잔디 7종 하천변�식재�식물 30종

야생초화류 21과� 103종 입면녹화�식물 35종

텃밭�채소 28종 수간�단위�중량 34종

표 5. Y 어린이공원 시공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배출량(tCO2)(비율)

투입자재 54.900(94.0%)

연료원
중기사용 � 3.250(� 5.6%)

직접�사용�연료 � 0.218(� 0.4%)

계 � 5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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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국토부, 2012). Y 어린이공원의 시공 공종은 이설 및

철거공 54종, 시설및포장공 29종, 식재공 5종, 우배수공 6종으

로 모든 공종은 탄소배출 계산과정에 포함하였다. 기계장치와

부분적으로 IPCC기준 및 국가 LCI DB 탄소배출계수가 없거

나, 재료의 성분이 혼합물일 경우, 재료가 소량인 경우는 계산

이 불가하였다. 계산이 불가한 재료의 재료비(41,544,287원)는

총공사비(295,477,010원) 대비 14.0%, 분수설비 기계장치를 제

외한 재료비로 계상할 경우, 재료비는 총 공사비 대비 8.6%에

해당하여 금액기반 배출량 산정은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면적약 1,400m2의공원을조성시발생되는온실가

스 배출량은 58.368tCO2로 이는 건설업 전체 한 해 발생량

2,500,000tCO2 대비 0.002%에해당한다.4) 표준시방서상시공방

법 선정 부분에서 장비와 기구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것

을우선적으로사용하도록권장하고있으며, 연비개선이 된하

이브리드 장비의 개발과 사용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Ⅳ. 결론

이 연구는 Y 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시공에서의 기

후변화 관련 고려사항을 고찰하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몇 가지 결

론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온실

가스배출량산출이가능함을검증하였다. 실시설계도서에제

시된일위대가와중기및자재조서를사용해정확한물량계산

이 가능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혼합물인 재료나 단위중량을 환

산할 수 없는 제품을 제외하고 탄소배출계수가 제시된 재료는

배출량산출에어려움이없음을확인하였다. 재료비및장비사

용량 총량 기준 90% 이상은 산출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온실가스

는 에너지의 사용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석유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장비 투입이 많은 공종일수록 온실가스 발

생이 높다. 공종은 일반적으로 식재공, 시설공, 포장공, 우배수

공, 토목공으로 구성되며,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이설 및 철거

공이 추가된다. Y 어린이공원의 경우 이설 및 철거공에 공종

수가많고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재료별로

는레미콘(시멘트)과합판사용이배출계수가매우높다. 부분

적으로합판과같은재사용이가능한재료는사용에대한감산

계산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렇듯온실가스배출의주요인

이 장비를 사용하는 공종과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이기에 장비

분야에서는 연비를 높이는 방식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멘트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으로 탄소발자국을 낮추는 제품생산에 주력

하고 있다. 저탄소제품 인증 레미콘 종류는 약 120종이 있다

표 6. 재료 및 연료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세

구분 단위 투입량
순발열량
(kcal/unit)

배출계수
(kgCO2/unit)

배출량
(tCO2)

재료투입�
발생량�계

54.900

레미콘 m3 94.89 - 346.00 32.831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고무

kg 1,944.16 - 4.50 8.749

스테인레스�강 kg 1,376.87 - 2.94 4.048

산소,�
아세틸렌절단

m 107.76 - 15.63 1.684

시멘트 kg 1,707.69 - 0.94 1.612

아연도각관 kg 622.39 - 2.43 1.512

HDPE�파이프 kg 566.58 - 2.21 1.252

주철 kg 313.20 - 3.13 0.980

합판 m3 0.90 - 819.60 0.739

이형철근 kg 1,721.42 - 0.40 0.689

강모래 m3 63.64 - 3.87 0.246

알루미늄�판 kg 79.64 - 1.96 0.156

육상모래 m3 370.97 - 0.26 0.096

전기아연도금
강판

kg 44.58 - 2.02 0.090

고밀도�
폴리에틸렌

kg 24.86 - 2.03 0.050

용접봉 kg 32.54 - 1.43 0.047

산화철 kg 19.11 - 2.18 0.042

ㄱ형강 kg 67.26 - 0.41 0.028

수산화칼슘 kg 42.12 - 0.53 0.022

폐고무칩 kg 2.16 - 4.50 0.010

가성칼륨 kg 20.88 - 0.43 0.009

판유리 kg 3.60 - 0.79 0.003

산소 kg 4.59 - 0.50 0.002

신나류 kg 0.77 - 1.82 0.001

물 kg 3,498.08 - 0.0003 0.001

엔진오일 L 0.33 - 2.63 0.001

중기사용�
발생량�계

3.249

경유 L 1,227.99 8,420 2.59 3.180

휘발유 L 33.39 7,230 2.08 0.069

연료사용�
발생량�계

0.218

휘발유 L 0.8 7,230 2.08 0.002

LPG kg 1.15 10,900 2.85 0.003

전력 kwh 152.16 2,110 1.4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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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기준, http://www.epd.or.kr).

셋째, 친환경조경인증을위한연구와제도마련이필요하다.

조경업은 개발과 보호라는 국토 이용의 방향에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에게 친환경공간을 제공하며, 동시에 자연과의

공생하는 절충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

에있어서도온실가스배출저감과흡수를동시에충족하는역할

을 가진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경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온실가스저감방안이원론적제시의수준에머물고있다. 기후

변화담론이공감대를이룬지금의시점에서는실행력을담보할

명확한기준과공법이제시되어야할필요가있다. 지자체단위

에서기후변화 대응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관급공사의 기준으

로서저탄소공법 적용을하는등실천방법을확보할 수있다.

이상의결론과더불어향후조경․정원분야연구의방향성과

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먼저, 이 연구는설계도서의세부산출

내역을바탕으로배출량의산출을한점에서정밀한배출원산정

의가능성을검토하였다. 보편적인탄소저장량계산은일정면적

이상, 또는일정사업비이상일경우에만계산하는데반하여, 이

연구가세밀한계산을시도한점에서탄소배출량계산에정밀화

에기여하였다고볼수있다. 특히근거자료인설계도서의기후

변화 연구의활용가능성도발견하였다. 유사 연구로 토양이가

진 기존의 흡수량과 공사과정에서 터파기를 통해 배출되는 양,

식재되는수목이나화훼류, 농작물을통한흡수량이활발히연구

되고 있다(신민환 등, 2015; 농촌진흥청, 2021. 9. 6. 보도자료).

이부분과더불어본연구에서시도한발생량이복합적으로산정

된다면 단위 공원 및 단위 정원당 온실가스의 흡수와 배출량을

산출할수있을 것이다. 나아가설계와디자인 단계에서의탄소

중립 실현방안의모색이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탄소배출을높

이는공종과재료를확인하였다. 신공종과대체재료의적극적도

입을 시도하여 축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제로 공원 및

정원설계가이드제시가필요하다. 이를통해공원과정원이가

진 기후변화 완화의 능력을 정량화하여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저감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 1. 할당대상업체는 환경부 장관에게 매 이행년도의 명세서를 보고해야 한

다. 명세서에는 산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명세서 검증 시 배출량
산정계획을 따르지 않는 사항에 대한 통보 및 시정조치를 시행한다(온
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9조, 제40조).

주 2. 카토비치 이행규칙(rulebook) 합의로 파리협정 제13조 투명성 메커니즘
에 대한 방식, 절차, 지침(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 MPGs)
이 마련되었다.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모든 당사국
이 일원화된 투명성 기준에 따라 보고와 검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
며, 완화행동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기존 UNFCCC 체계 하에서는
부속서 I 국가(선진국)는 국가보고서, 격년보고서와 국가인벤토리보고
서 제출 및 검토(대상) 의무를, 비부속서 I 국가는 국가보고서와 격년
생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했던 것에 비해, 협정 이행규칙 마련으로
모든 당사국들이 단일한 보고 및 검토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윤인
숙 등, 2019).

주 3. 1.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2.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3.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4.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5. 산림, 갯벌, 습지 등 자
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환경부 보도자료, 2020. 12. 15.).

주 4. 2006년 이후 2019년까지 건설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2.5백 만
tCO2이다(정영선 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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